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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

작용하지만, 단순히 스피커를 만드는 것

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

은 예술품을 만든다는 열정이 더 큰 이

유일 것이다. 심지어 공장 사진을 보면 

모든 직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한

다.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화학 물질

을 다루는 광경과 다름 아니다. 다시 말

해 작업의 완벽도를 기하기 위해선 일체

의 흐트러짐이나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

는다는 뜻이다.

  필자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를 자

주 간 편이고, 갈 때마다 공항 대합실에 

아방가르드의 제품이 전시된 부분이 궁

금했다. 이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

바, 동사의 본사 및 공장이 공항 인근에 

있기 때문이다. 정확히는 라우터탈(Laut

ertal)이란 마을로, 겨우 7천 여 명의 주

민이 사는 작은 곳이다. 주변에 너도밤

나무 숲이 있고, 넓고 푸른 잔디가 펼쳐

져 있으며, 농지 또한 풍부하다. 이런 목

가적이고 평온한 환경에서 최고의 사치

를 자랑하는 최첨단 빌딩에서 직원들이 

근무하는 것이다.

  그러나 이런 평온한 풍경이 전부일

까? 실제 사무실과 공장에서는 가끔 핏

대를 올리며 설전을 벌이는 직원들을 만

날 수 있다. R&D 부서의 회의 시간도 마

찬가지. 무슨 과학 세미나를 방쿨케 한

다. 혹 작은 공정 하나에 무슨 실수가 

발견되면 곧 난리가 난다. 흡사 전쟁터

를 방불케 할 만큼 살벌한데, 그 이유

는 오로지 완벽하고 또 최고의 작품을 

만들겠다는 직원들과 연구진의 의지 표

명인 것이다.

  “모든 의견이 통일되고 또 조율되면 

마음의 평화를 얻지만, 갈등이 개재하게 

되면 우리는 생산적이 된다.” 바로 괴테

의 말인데, 이 명언을 이 회사는 모토로 

삼고 있다. 바깥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

경과 작업 과정에서의 열띤 논쟁이 적절

히 공존하는 상황이야말로, 우리 오디오

파일이 꿈꾸는 최상의 제품이 나오는 밑

거름이 아닐까?

  이번에 만난 우노 G2는 우리에게 잘 

알려진 우노의 새 버전이다. 동사는 그

리 신제품을 자주 발표하지 않지만, 일

단 손을 대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한다. 

따라서 외관만 보고 가볍게 여겼다간 큰 

코를 다칠 수 있다. 

  본 기를 들으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

역시 저역이다. 남들은 다 혼에 시선을 

주지만, 내 생각은 다르다. 적절한 양감

의 베이스가 동반되어야만 음악적인 쾌

공연장의 열기와 
에너지를 듬뿍 담아서
아방가르드 우노 G2
글/이종학

디오파일들은 까다롭다. 

제품 선정이나 가격 내고 

등에도 까다롭고, 디자인

이나 음향에도 역시 까다롭다. 아마 무

슨 와인 애호가나 카메라 매니아보다 더 

까탈스럽고, 신중하고, 신경질적일 것이

다. 그러나 일단 이런 숱한 기준을 통과

하고 나면 바로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

하니,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애

호가 그룹도 드물 것이다.

 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오디오를 만

드는 회사들 역시, 아니 훨씬 더 꼼꼼하

고,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. 그들이 미처 

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배려하고, 기대

치 이상의 퀄리티를 선보여야 업계에서 

살아남을 수 있다. 일단 이들의 마음이 

돌아서는 순간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리

기 힘들기 때문이다. 한번 토라져서 떠난 

여인을 다시 붙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

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상상하면 이해

가 쉬울 것이다.

  때문에 그간 여러 군데 공장 투어를 

해본 필자의 소견으로는, 제품 못지 않

게 작업장의 청결도나 직원들의 일에 대

한 사랑 등 여러 요소들까지 골고루 충

족되어여 명기가 나온다고 본다. 그냥 가

전 제품 찍어내듯 만드는 회사치고 멋진 

음을 들려준 사례가 없다. 역시 오디오

파일들의 혹독한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

을 만드는 회사들을 가보면, 다 나름대

로 이유가 있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.

  이번에 소개할 아방가르드라는 회사

도 그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. 

아쉽게도 아직 공장을 방문하지는 못

했지만, 회사가 소재한 지역이나 사진, 

비디오 자료 등을 통해 대충 정황은 파

악하고 있다. 그러고 단언하면 과연 이

런 호화스런 사무실과 쇼 룸을 갖고 있

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진심으로 의문

이 든다.

  물론 건물 자체를 첨단으로 짓거나 

멋지게 리모델링한 사례는 많지만, 아방

가르드의 경우 곳곳에 크리스탈 장식품

이 놓여있고, 고가의 명화들도 즐비하게 

전시되어 있다. 그 중에는 피카소의 작

품도 있다. 얼핏 무슨 어마어마한 사치

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 착각할 지

경이다. 

  아무래도 창업자인 홀거 프롬(Holg

er Fromme)이 엄청난 부호라는 점도 

P  DETAILS
FREQUENCY RANGE  
:Satellite 290 - 
20,000 Hz 
SUBWOOFER: 18 - 
350 Hz 
POWER HANDLING:   
50 Watt 
EFFICIENCY: 
(1Watt/1m)   > 104 dB 
CROSSOVER 
FREQUENCIES :  
290/3,000 Hz 
NOMINAL 
IMPEDANCE :  8 Ohm 
RECOMMENDED 
AMPLIFIER POWER:   
> 10 Watt 
RECOMMENDED 
ROOM SIZE  : 
> 16 sq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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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을 만끽할 수 있고, 그런 점에서 액티

브화한 베이스부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

된 스피커라는 인상이다. 

  다시 말해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나 

팝, 록을 들을 때 요구되는 양감과 퀄리

티의 베이스가 본 기에 훌륭히 담겨 있

어서,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, 캄

보 밴드는 캄보 밴드대로 적절한 사이즈

와 스케일이 나온다. 게다가 무지막지하

게 빠른 중고역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

한 노력도 상당하다.

  그래서 베이스부를 꼼꼼히 살펴보면, 

우선 10인치짜리 우퍼 유닛 두 발이 장

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, 이게 무

려 250W의 파워로 구동된다는 점이 놀

랍다. 게다가 피드백 서킷을 잘 활용해서 

베이스의 통제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. 덕

분에 다이내믹하고, 명료하며, 깊은 저역

을 맛볼 수 있다. 이 가격대의 스피커에

서 이 정도의 멋진 베이스가 나온 예는 

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단언할 

만한 내용이다.

  한편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중역을 

보면, 무려 20인치의 거대한 혼이 부착

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. 여기에 매

칭된 것은 5인치 드라이버로, 300Hz~

3KHz까지 커버한다. 콘 유닛의 장점과 

혼의 장점을 골고루 아우른 포맷으로, 

플랫 리스폰스라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

유닛의 성능에 혼의 확산감을 더해, 여

기서 재생되는 음의 에너지나 기백은 들

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한다. 그리고 베

이스부에 박힌 트위터부는 1인치 트위터

에 5인치 혼을 커플링한 형상.

  사실 본 기의 외관은 한번 보면 잊

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데다가, 보면 

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

어서 한번쯤 써보고 싶다는 느낌을 갖

게 한다. 사실 가격표를 보면 좀 부담스

럽기는 하겠지만, 앰프에 큰 돈을 들이

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꼭 짚고 넘어

가야 한다. 일단 저역이 액티브화 된 데

다가 스피커의 감도가 무려 104dB나 하

기 때문이다. 

  물론 이와 커플링되는 동사의 모델 3

라는 인티 앰프도 있지만, 가격면에서 부

담스럽다면 적절한 3극관 인티 앰프 정

도를 추천하고 싶다. 이번에는 다행히 모

델 3가 있어서 본 기의 성능을 최적화

한 음을 들을 수 있었다. 참고로 소스

는 dCS의 엘가 플러스 & 베르디 앙코르 

조합을 동원했고, CD는 필자가 편집한 

<Music for Audiophile>의 재즈 및 클

래식 편에서 각각 골랐다.

  우선 리히테르, 로스트로포비치, 오

이스트라흐 등이 참여한 카라얀 지휘의 

베토벤 <트리플 콘체르토>. 이 역사적 명

연의 무게감과 진지함이 압도할 만큼 이

쪽으로 다가온다. 초동의 장중하게 움직

이는 오케스트라나 하나씩 등장하는 솔

로 악기들의 존재감 등이 일목요연하게 

붙잡히고, 각 악기의 음색이나 스피드가 

놀랍도록 귀에 쏙쏙 들어온다. 특히 세 

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몰아칠 때의 

기백이나 에너지는 가슴 두근거리게 할 

만큼 감동적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

을 불끈 쥐게 된다.

  이어지는 멜로디 가르도의 <Worriso

me Heart>. 간결한 피아노 인트로로 시

작해서 베이스, 올갠, 드럼, 트럼펫, 색

소폰 등이 얹히는 포맷으로, 이런 다양

한 악기들이 오소독스하게 구성된 부분

이 잘 포착되고, 나직이 속삭이는 그녀

의 보컬은 더 없이 감칠 맛이 난다. 워낙 

다양한 요소들이 섞인 음원이라 재생이 

쉽지 않지만, 이를 단순한 스튜디오 녹

음이 아닌 일종의 공연의 모습으로 승화

시키는 점이 대단하다. 작은 재즈 클럽에 

온 듯한 착각이 드는 이유는, 역시 이 회

사가 표방하는 음이 결국 공연장이구나 

느끼게 한다. 음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

틀거리는 듯하다.

  마지막으로 맥코이 타이너의 <Satin 

Doll>. 60년대 음원인 만큼 히스 노이즈

나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전해지지만, 

오히려 이런 요소가 매력적으로 다가온

다. 특히 브러쉬로 스네어를 긁는 대목이 

너무 리얼하고, 가끔 퉁 퉁 칠 때의 에너

지는 무슨 대포를 쏘는 만큼 강력하다. 

이런 리듬을 타고 사뿐히 연주되는 맥코

이의 피아노는 간결하면서 뒷맛이 깊다. 

저 매력적인 60년대라는 시기의 아우라

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재생이어서 다시 

한번 이 스피커의 놀라운 표현력에 감탄

하게 된다. ●

P  DETAILS
HORN     
HORN TYPE :  
Spherical Horn 
HORN MATERIAL : 
ABS Inj. Molding 
HORN SURFACE :  
Polished/Lacquered 
HORN DISPERSION 
ANGLE :  
180 Degrees 
 HORN AREA: 
Low-Mid Range n/a 
 •Mid Range 
0.196 sqm 
 •High Range 
0.013 sqm 
HORN DIAMETER: 
Low-Mid Range n/a 
 •Mid Range 
500 mm 
 •High Range 
130 mm 
HORN LENGTH: 
Low-Mid Range n/a 
 •Mid Range 
280 mm 
 •High Range 65 mm 
HORN DRIVERS 
DIAMETER: 
Low-Mid Range n/a 
 •Mid Range 
127 mm 
 •High Range 25 mm 
MAGNET MATERIAL: 
Low-Mid Range n/a 
 •Mid Range Ferrite 
 •High Range Ferrite 
      
SUBWOOFER     
AMPLIFIER POWER: 
(RMS)   250 Watt 
POWER RESERVE 
CAPACITY :  
60,000 HF 
TOROIDAL 
TRANSFORMER:   
330 VA 
ADRIC CONTROL 
(PATENT PEND):   n/a 
ACTIVE CROSSOVER  
: Variable 60 - 350 Hz 
SUBSONIC FILTER, 
3 STEPS :  20 / 30 / 
40 Hz 
DRIVER DIAMETER :  
250 mm 
DIMENSIONS:
( WxDxH) 529 x 584 x 
1,425 mm 
WEIGHT :71Kg
수입원:(주)태인기기 

TELEPHONE: 
02-971-8241 
WEBSITE: 
www.taein.com
제품협찬:아방가르드 

TELEPHONE: 
02-3465-0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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